로타리재단의 사명은 보건 증진, 교육 지원, 빈곤 퇴
치를 통해 세계 이해와 친선, 평화 증진을 이룩하려
는 로타리안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부 방법

로타리재단 기부금은 클럽들이 세계 각지에서 사람
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
은 6대 초점 분야에서의 프로젝트를 실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화 및 분쟁 예방/해결

질병 예방 및 치료

수자원 및 위생

모두가 함께하는
인류애 실천을 위해
연차기금은 재단의 오늘을 후원하
기 위한 기금이며, 인다우먼트 기
금은 재단의 튼튼한 미래를 보장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www.rotary.org/give

이 브로슈어로 로타리재단이 제공
하는 다양한 기부 옵션에 대해 알
아보세요.

모자 보건

기본 교육과 문해력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The Rotary Foundation
of Rotary International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linois
60201-3698 USA
+1-866-976-8279
www.rotary.org/give

실천하기:
www.rotary.org/give
173-KO—(914)

연차기금

인다우먼트 기금

연차기금 기부금은 클럽/지구의 국내 봉사 프로젝트에서 글
로벌 이니셔티브에 이르는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후원하
는 데 사용됩니다. ‘로타리안 누구나 매년 빠짐없이’ 캠페인
을 통해 모금되는 연차기금은 지구 보조금 및 글로벌 보조금
의 형태로 봉사 프로젝트, 장학금 등 로타리안들의 인류애
실천 활동을 후원하는 데 쓰입니다.

로타리 인다우먼트 기금은 재단의 튼튼한 미래를 위한 기
증기금으로서, 그 투자 수익은 연차기금을 보충하고 로타
리의 최우선 과제들을 영구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
다. 로타리재단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인도주의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2017년까지 10억 달
러의 인다우먼트 기금을 구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연차기금 기부금은 보통 현금이나 주식의 형태로 기부되며,
금액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로타리안 누구나 매년 빠짐없이
•로타리재단 후원회
•폴 해리스 펠로우
•폴 해리스 소사이어티
•고액 기부자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

인다우먼트 기금 기부는 주로 현금이나 계획 기부로 이루
어지며, 국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합
니다:
•유증회 약정
•생명보험
•유가증권
•부동산
•자선 신탁 또는 연금
인다우먼트 기금 기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창의 기
회가 주어집니다:
•베네펙터
•유증회
•고액 기부자
•아치 클럼프 소사이어티

기한한정 기부
로타리안들과 재단 친구들은 글로벌 보조금 프로젝트 활동
이나 로타리 평화 센터에서의 활동을 특정 기간 동안 지원하
기 원할 경우 기한 한정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한정 기부에는 지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글로벌 보조금
•1만 5,000 달러: 특정 초점 분야의 글로벌 보조금을 후원
•3만 달러: 원하는 지구가 추진하는 특정 초점 분야의 글
로벌 보조금을 후원
로타리 평화 센터
•6만 달러: 전문인 연수 과정 펠로우 5명 지원
•7만 5,000달러: 인턴십 또는 연구 프로젝트를 최고
10개까지 지원
•7만 5,000달러: 석사 과정 펠로우 1명을 지원

로타리재단은 인다우먼트 기금에 2만 5,000달러 이상을
기부하는 기부자들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기부자 본인이
나 사랑하는 사람의 명의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계기금 혹은 쉐어
•2만 5,000달러 이상: 개인 명의의 기증기금 설립
글로벌 보조금 기증기금
•10만 달러 이상: 특정 초점 분야의 글로벌 보조금을 지원
•25만 달러 이상: 원하는 지구가 실시하는 특정 초점 분
야의 글로벌 보조금을 지원
•50만 달러 이상: 원하는 지구가 원하는 지역에서 실시
하는 특정 초점 분야의 글로벌 보조금을 지원
•100만 달러 이상: 기부자가 원하는 맞춤형 글로벌 보
조금 지원
로타리 평화 센터 기증기금
•2만 5,000달러 이상: 로타리 평화 센터를 위한 일반적
인 지원
•10만 달러: 로타리 평화 센터에서의 연례 세미나를 매
년 후원
•25만 달러: 전문인 연수 과정 펠로우 1명을 매년 후원
•50만 달러: 석사 과정 펠로우 1명을 매 4년마다 후원
•75만 달러: 석사 과정 펠로우 1명을 매 3년마다 후원
•100만 달러: 평화 센터에 1명의 교환 교수를 매년 초빙
•150만 달러: 석사 과정 펠로우 1명을 매년 후원
모든 액수는 미화입니다. 로타리재단은 여러분의 인도주의 봉사 목적과 재정 계획에 가장
잘 맞는 기부 방법을 찾기 위해 기꺼히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 지국
으로 문의하세요.

